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2년 벨몬트 스테이크스 인센티브가 포함된 새로운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 발표  

  

진료소는 6월 4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6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예방 접종을 받는 개인에게 2022년 벨몬트 스테이크스의 일반 입장권을 제공  

  

뉴욕주, 예방 접종 진료소에서 노스웰 헬스 및 뉴욕 레이싱 협회와 협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벨몬트 파크(Belmont Park)의 새로운 모바일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를 발표하여 2021년 벨몬트 스테이크스 레이싱 페스티벌(Belmont 

Stakes Racing Festival)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벨몬트 스테이크스는 6월 

5일 토요일에 153회를 맞이하여 열립니다. 현장에서 예방 접종을 받는 레이싱 팬에게는 

2022년 벨몬트 스테이크스의 일반 입장권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욕주는 예방 접종 

진료소에서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및 뉴욕 레이싱 협회 주식회사(New York 

Racing Association, Inc.)와 파트너 관계를 맺습니다. 이 진료소에서는 1회 투여하는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을 사용합니다. 이 진료소는 6월 4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벨몬트 

파크(Belmont Park) 클럽하우스 입구(Clubhouse Entrance) 옆에서 운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고에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정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우리 주의 미래를 위한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례 행사 중에 운영되는 이 팝업 예방 접종 

진료소는 더 많은 주민과 가족들이 내년 벨몬트 스테이크스 무료 입장을 통해 흥미로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저는 관심있는 모든 뉴욕 주민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자신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주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할 것을 

격려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 후반에 예방 접종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팬들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의 디지털 증거를 무료로 빠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통해 개관일인 7월 15일(목)에 사라토가 레이스 코스(Saratoga 

Race Course)에서 열리는 무료 그랜드스탠드 일반 입장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팬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코로나19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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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기록 카드(COVID-19 Vaccination Record Card)와 같은 서류 양식을 포함해 다른 

형태로 예방 접종 완료를 증빙하여 무료입장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레이싱 협회(New York Racing Association, NYRA)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Dave 

O'Rour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레이싱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Cuomo 주지사와 노스웰 헬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벨몬트 

파크에서 세계적 수준의 혈통 레이싱의 스릴 넘치는 주말을 기대하고 있으며, 참석한 

팬들이 예방 접종을 받고 엑셀시어 패스를 다운로드하고 벨몬트 스테이크스의 에너지와 

흥분을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벨몬트 스테이크스는 1867년 제롬 파크 경마장(Jerome Park Racetrack)에서 개시되고 

1905년에 익숙한 벨몬트 파크으로 이동한 뉴욕의 전통입니다.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시리즈의 마지막 보석인 이 행사는 미국의 전통인 152회 이상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서러브레드들을 선보였습니다. 2021년은 켄터키 더비(Kentucky Derby) 및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Preakness Stakes) 이후 레이싱 캘린더의 전통적인 자리로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귀환함을 기념합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편리한 장소에 새로운 팝업 사이트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오늘, 만 12~17세 아이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접종을 받고 

미래를 만드세요(Get a Shot to Make Your Future)'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에 참가할 수 있으며 5월 27일부터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에 대한 

전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수업료 및 방과 식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립 

대학 또는 칼리지의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뉴욕주가 무작위 추첨을 관리하고 5주간 

주당 10명, 총50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연방 코로나19 구호 및 지원 기금은 이 예방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20fa142-7d94984c-220d5877-0cc47aa88e08-f6afec8482e4197e&q=1&e=cc34f55e-1b7e-4e6f-9db0-5c916af9f03f&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9EB02665836253A0852586E90059C08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